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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바리공주는 한국 서사무가의 대표라 할 만하다. 전국적으로 口誦되어 상당량이
채록보고 되어 있으며1) 굿판에서 서사무가가 소멸지고 있지만 아직도 바리공주를
구송할 수 있는 무당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것에서 바리공주의 자료적 가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바리공주에 대한 연구 성과도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데2)
1) 바리공주는 현재 45차례에 걸쳐서 발표되었다. 이 중 동일한 자료가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된 것
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43편이다. 여기에 필자가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 6편을 합하면 모두 49편
이 발표되는 셈이다. 그 동안 발표된 바리공주는 다음 책에 모두 수집되어 있어 이용하기가 편리
하다. 김진영․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전2권), 민속원, 1997.
2) 80년대까지 이루어진 바리공주의 주요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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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공주가 집중적으로 연구된 것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각 대학별로 바
리공주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으며3) 각 異本別 특징 및 巫歌圈의
區劃4), 신모신화로서의 연구5), 판소리와의 관련성 및 비교 연구6), 바리공주 구송
현장에 대한 연구7)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바리공주의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바리공주의 구
조, 의미, 연행 현장에서의 구송 원리 등 탐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바리공주의 총체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바리공주의 형성과정 및 전
개 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바리공주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전개되었는가는 바리공주 뿐만이 아니라 서사무가 전반
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연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헌 자료가 부족
하여 이른 시기의 무속에 대하여 고찰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현재 전승되고 있는 바리공주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형을 추출한 후 이러
한 기본형을 바탕으로 바리공주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피기로 하겠다.
필자는 바리공주 이본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가권을 구획한 바 있는데, 그때 나누
어진 무가권은 상위 무가권이 4개권으로 북한지역, 동해안․경상도지역, 중서부지
역, 전라도지역이었다.8) 이러한 바리공주의 무가권은 기본적으로 제석본풀이를 대
상으로 구획한 무가권과도 일치하고 있어서9) 한국 서사무가의 무가권 구획의 가능
성을 제시해 준다. 본고에서는 각 무가권별 바리공주의 특징을 제시한 후 각각의

3)

4)
5)
6)
7)
8)
9)

② 최길성, “바리공주 신화의 구조 분석”, 한국무속연구, 아세아문화사, 1978.
③ 서대석, “바리공주 연구”,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④ 김열규, “바리데기”,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82.
⑤ 김대진, “바리데기 무가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88.
바리공주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논문은 다음과 같다.
① 장석환, “바리공주 무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1.
② 이인우, “바리공주와 당금애기의 서사체 비교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논문, 1992.
③ 노영근,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1993.
④ 이현숙, “바리공주 무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4.
⑤ 이경하, “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7.
김진영․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민속원, 1997. 서두 논문 참조.
김준기, “신모신화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최원오, “판소리 심청가와 서사무가 바리공주 비교론”, 동리연구｝3, 1996.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변이 양상 고찰,” 한국민속학보｝7, 한국민속학회, 1996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연행 원리 연구,” 민속문학과 전통문화, 박이정, 1997.
김진영․홍태한, 앞의 글 참조.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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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권에 따라 바리공주가 어떻게 전개되어나갔는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논의에 앞서 용어에 대해 두 가지만 정리한다. 첫째는 바리공주라는 명칭이다.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명칭은 ‘바리데기’이나 본고에서는 巫祖神임을 그리고 굿판
에서 무당들이 주로 바리공주라고 높여서 부르는 것을 감안하여 바리공주라 부르기
로 한다. 둘째는 바리공주 이본에 대한 명칭이다. 무가도 기록문학만큼이나 훌륭한
이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 ― 본>을 사용한다. 여기에 구송자와 전승지역의
함께 밝혀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평택 노재용본>은 평택지역에서 전승되는 바리
공주로 구송자는 노재용이라는 뜻이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모두 바리
공주를 모아 놓은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전2권)에 실려 있는 것으로서 특별히
출전은 따로 밝히지 않고 이본의 명칭만 제시하기로 한다.

Ⅱ. 各 巫歌圈別 바리공주의 特徵
1. 중서부지역 巫歌圈 바리공주의 特徵
먼저 중서부지역 무가권의 사설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서부 지역의 기본단락은
다음과 같다.
1)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하기 위해 점을 치나 점의 결과를 무시한다.
2)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한다.
3) 바리공주 부모가 연이어 딸을 낳는다.
4) 일곱번째도 공주를 낳는다.
5) 바리공주가 버림을 받는다.
6) 석가여래가 함에서 바리공주를 구원해낸다.
7) 비리공덕 할아비 할미가 바리공주를 키워준다.
8) 바리공주가 성장하여 부모를 찾자 겨우 둘러댄다.
9) 바리공주 부모가 병에 걸린다.
10) 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임을 알게 된다.
11) 점을 쳐서 바리공주를 찾아야 함을 알게 된다.
12) 바리공주가 부모를 만난다.
13) 바리공주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부모임을 확인하는 시험을 한다.
14) 여섯 딸에게 부탁하나 모두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15) 바리공주가 약수물을 가지러 길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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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공주는 원조자를 만나 유용한 물건을 받는다.
바리공주는 도중에 지옥에서 죄인들을 구제한다.
바리공주는 약수 지키는 이를 만난다.
바리공주는 약수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행한다.
바리공주가 꿈을 꾸어 부모의 위독함을 알게 된다.
바리공주가 돌아오는 도중에 저승 가는 배들의 행렬을 구경한다.
바리공주가 시간이 늦어서 벌써 상여가 나온다는 말을 목동아이에게서 듣는다.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다.
바리공주의 남편이 대궐을 헐고 입시를 한다.
키를 재어보고 바리공주와 남편이 천생 연분임을 안다.
바리공주가 부모 살린 공을 받는다.
바리공주 외 다른 사람들도 공덕을 인정받는다.

이상의 중서부지역 바리공주에서 특이한 성격의 단락을 고찰해 보자. 우선 서사
단락 6번과 7번 단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번 단락은 버림을 받은 바리공주를
석가여래가 구원하는 것으로 佛敎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단락이다. 佛敎와 巫俗
의 결합 現象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10) 그만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데 이러
한 결합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석가여래가 구원자로 나온다는 단락이다. 전라도지
역 무가권에서는 바리공주를 구원하는 존재가 산신이나 동물로 표현되어 있는데 비
하여 중서부지역에서는 불교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석가여래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중서부지역이 그만큼 불교와의 친연성이 강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교와의 친연성은 7번 단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번 단락은 비럭공덕 할미 할
아비가 양육자로 나오는 단락인데 비럭공덕 할미 할아비와 석가여래가 만나는 장면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가세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무슨 공덕을 하였느냐
비럭공덕 할멈 하는 말이 부모님 무슨 공덕을 하였느냐 하시니
월천강에 다리를 놓아 월천공덕 하였습니다
밥 없는 사람 밥을 주어 구난 공덕하고

10) 사찰에서 산신각을 모시고 있는 것은 불교의 무속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무당들
이 자신들의 신단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무속신들 273종 중 불교계신이 17종이라는 것
은 무속의 불교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용신 계통신 13종까지를 합한다면 숫자는 더 늘
어난다.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3, pp.253-2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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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없는 사람 옷을 주어 공덕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석가세존이 하는 말이
부모없는 자손 갖다 데려다 길러도 큰 공덕이라 하시니11)

석가세존과 비럭공덕 할멈 할아비는 공덕을 하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비럭공덕
할멈 할아비가 자신이 했던 공덕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내용이다. 부모없는 자손을 데려다가 기르라고 석가세
존이 말하며 이 또한 공덕이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공덕이라는 것을 새삼 강조한
표현이다. 여기에서 중서부지역 무가의 특징을 하나 확인할 수 있다. 불교와의 결
합 현상을 보여주면서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공덕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
게 공덕을 강조하는 것은 불교의 因果應報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곧
살아있을 때 선행을 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선행을 강조
하는 것은 15번 서사단락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바리공주가 돌아오는 도중에 저
승 가는 배들의 행렬을 구경하는 이 단락 역시 선행을 강조하는 단락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황천강이요 뒤로는 유사강이오
해울 여울 피바다에 줄줄이 떠오는 배에
염불 송작하고 아미타불 공부하여 연하꽃이 사방에 비쳐있고
거북이 받들고 청룡황룡이 끌어오는 배는 어떤 배인고
그 배에 오는 망제는 세상에 있을 적에
다리놓아 월천공덕 원을 지어 행인공덕
절을 지어 중생공덕 옷벗어 시주하고 배고픈 밥을 지어 부엌공덕
염불공덕 하니 시주하옵시고
극락세계 연하대로 소원성취 하러 가는 배로소이다
염불공부 많이 시주하옵시고
극락세계 연하대로 소원성취 하러 가는 배로소이다 우여 슬프시다
이씨에도 열 두 혼백 남망제님
가시문 새문 배껴 내면
물은 잔잔 촛불 일백 곡성으로 극락세계 연하대로 승하제천하소사
그 뒤에 오는 배는 풍요로 열락하고 화기만발하며
웃음으로 열락하고 고운 향기 가득하여
맑은 기운이 띄우고 오는 배는 어떤 배인고
그 배에 오는 망제는 세상에 있을 적에

11) <공주 노재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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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놓아 월천공덕 원을 지어 행인공덕
나라에는 충신이요 부모에 효성하고
동기간에 우애있고 일가에 화목하고
동네사람에게도 구순하고 없는 사람 구제하고
선심으로 평생을 살고
초단에도 지노귀 새남 받고 이단에 새남 받고
삼 단 법식 받아 선왕제 사십구제 백제 받아
극락세계 시왕세계 왕생천도 하옵소 하는 배로소이다
그 뒤에 오는 배는 활 든 이 창 든 이 칼 든 이 머리 풀어 달성하고
예복도 벗고 결박하고 살기 충천하여
모든 악이 가득하여 오는 배는 어떠한 배인고
그 배에 오는 망제는
세상에 있을 적에 나라에 역적이요 부모에 불효하고
동기간에 우애 없고 일가에 사리시고
동네사람과 사리시고 시주도 못하고
남에 말 엿들어 이간질에 쌈 붙이고
억매 흥정 쌈붙이기와 사람 죽이기와
탐이 많아 적은 되로 주고 큰 되로 받아 먹고
짐승 많이 살생하고 만복공부에 비방한 죄로
칼산지옥으로 가는 배로소이다
저기 돌에 얹혀 오는 배는 어떠한 배인고
그 배에 오는 망제는 세상에 있을 적에
부자귀신과 해산길에 간 망제와
지노귀 새남 사십구제 칠제 백제도못받고
길을 잃고 떠돌아 댕기는 배로소이다12)

저승 가는 배들의 행렬을 구경하는데 다양한 배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극락세계
와 지옥으로 가는 배들은 각각의 배들의 생긴 모습이 이승에 있을 때의 공덕에 따
라 달라진다. 또한 그들이 이승에 있을 때 행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것은 역시 살아있을 때의 善行을 강조한 내용으로서 7, 8번 서사단락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바리공주 사설을 듣는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반복에 따라서
이승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한 번 쯤은 反省을 해보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서부지역 무가의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그것은 이승에서
의 선행을 강조한다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12) <서울 새우젖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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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서부지역 무가의 특징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리공주 부모가 연이어
딸 여섯을 낳는 장면에 대한 치밀한 설명이다. 대개 전라도지역 무가나 동해안 경
상도지역의 무가에서는 딸 여섯을 낳았다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다. 전라도 지역
의 무가를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늬차(네째) 딸도 그렇네
시차(세째) 딸도 그렇고나
다섯차도 그렇고나
여섯차도 그렇고나13)

딸을 연이어 낳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사실성이 떨어진다. 그
러나 중서부지역의 무가는 사정이 다르다. 지루하다고 느낄 정도로 여섯 딸을 낳는
내용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딸 여섯을 낳는 내용은 딸의 순서에 따라 표현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십대중전 마마 길례를 올리신 지 석달 열흘이 되였는데
백옥같이도 곱던 얼굴 세알개미가 돋으시고
금강추 채소에는 풋내 난다 하시고 물에서는 해금내
난다 하시니
여보아라 시녀 상궁들아 문복이나 가려무나
은돈 닷돈
주시고금돈 닷돈 들으시고 칠푼을 휘이 들어
일곱자 일곱치 명도 수건 끊어 들으시고 문복을 가려내시는구려
천하올라 대신에 지하대신이요
열두대신 육대부신이로 대함제석 소함제석 삼불은 양에 제석이로구려
첫째산을 던지시니 허튼산이로구려
둘째산은 만신 몸주산이로다
셋째산을 던지시니 옳은 산이로다
모르면 모르거니와 중전마마 병환이 아니오라
석가세존공덕으로 삼신이 진을 치어 첫째 공주가 분명하오
이대로 대왕님전 아뢰니 대왕마마 하시는 말씀이
엊저녁에 꿈을 꾸니 은금 보화 노적에 가득 놓였으니
세자가 분명하니 열달을 곱게 채우라 하시네
한두달에는 피를 모으고

13) <해남 주평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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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여섯 반짐 매고
일곱 여덟달에는 팔색을 갖추시고
열달을 곱게 배어
하루 한나절 중전마마 거동보소
앉던지 눕던지 하시더니 순산을 하시었으니
첫째공주를 탄생하시었구려14)

세월이 흘러 중전마마의 거동이 달라진다-問卜을 한다-딸을 낳을 것이라는 암시
를 받는다-열 달을 채운다-딸을 낳는다는 순서도 동일하게 구송이 반복되고 있다.
거의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구송되는데 딸 여섯을 연이어 낳는 장면을 구송하는 것
이 엄숙해 보이기까지 한다.
딸을 연이어 낳는 것을 반복 口誦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내
용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생략이 가능한 무가 사설을 생략하지 않고 구송하는 것은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구송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송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같은 맥락으로서 무가 구송이 듣는 사람 중심이 아니
라 굿을 통해서 존엄성을 받고 있는 신 중심이라는 것이다. 듣는 사람 중심이라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구송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굿판에서 對象神을 불러 놓고
무가를 구송하고 있는 것은 신을 위한 제의이기 때문에 지루한 느낌이 들 정도로
반복해서 구송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서부 지역 무가의 특징을 또 하나 정
리할 수 있다. 그것은 무가 사설 구송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이라는 것이
다.
이와 함께 중서부지역 무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公式的인 慣用句의 빈번한
사용이다. 대개 굿판에서 무가를 구송할 때 무당은 자신의 기억력에 의지하여 口誦
하는데 기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公式的인 慣用句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러
한 관용구를 사용하는 것은 무가의 정형성을 유지하여 주며, 무당 자신의 臨機應變
式 구송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있는 사설을 구송하기 때문에 무가의 엄숙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전라도 지역권이나 동해안 경상도 지역권에 비해서 중서부지역권의
무가에 관용구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것은 다른 지역의 무가에 비해 중서부
지역의 무가가 그만큼 무당의 사설 變改가 용이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중
서부 지역권에서 발견되는 관용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공주 노재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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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구가 등장하는 부분

관용구 내용

점복자에게 문복갈 때의 준비물

은 돈 닷돈 금 돈 닷돈이라 칠푼 휘들으시고 일곱자 일
곱치를 끊어 들으시고

임신을 한 중전마마의 모습

백옥같이도 곱던 얼굴 세알개미가 돋으시고
금강추 채소에는 풋내 난다 하시고 물에서는 해금내난
다

문복자가 점을 칠 때의 모습

천하올라 대신에 지하대신이요 열두대신 육대부신이
로 대함제석 소함제석 삼불은 양에 제석이로구려

문복자가 점을 세 번 치는 모습

첫째산을 던지시니 허튼산이로구려 둘째산은 만신 몸
주산이로다 셋째산을 던지시니 옳은 산이로다

중전마마가 임신을 하여 열 달을 한두달에는 피를 모으고 다섯여섯 반짐 매고 일곱 여
채우는 과정
덟달에는 팔색을 갖추시고 열달을 곱게 배어
등장인물이 먼 길을 가는 노정

억만삼천고개를 넘으시고 염불고개를 넘으시고 불탄고
개를 넘으시고 까치여울 피바다를 건너

세월이 흘러가는 모습

바람이 건듯 불어 세월이 여류하야 세월이 여류하여 무
정세월 약류파라

이러한 관용구는 중서부 지역 무가 모두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무당들이 바리공
주 무가를 학습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현들이다. 위에서 제시한 관용
구들은 무당들이 임의로 變改시킬 수 없는 표현으로 무가 구송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표현들이다. 무당들은 이러한 공식적인 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무가 사설에
자신의 생각이 개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서 무가 사설에 엄숙성을 부여
함으로써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과 무가 사설과 일정한 거리감을 가져오게 한다. 굿
판의 분위기에 따라 무가 사설이 바뀔 수 있지만 이러한 慣用句가 사용되는 부분
은 바꿀 수가 없고, 따라서 굿판의 분위기가 무가 사설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서부 지역 무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굿판에서 굿
을 행할 때 준비되어 있는 무가 사설을 모두 구송하여서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의
흥미 위주보다는 무가의 내용 중심에 치중한다. 이는 곧 굿판에 참가한 사람 중심
이 아닌 신 중심의 무가를 구송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굿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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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멀게 느끼게 한다. 아울러 바리공주의 본래
성격인 黃泉巫歌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승가는 배들이나 이승에서의 공
덕을 닦을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구송하고 있다.
굿판에서 무당이 무가를 구송할 때는 네 개의 축의 영향을 받고 있다.15) 그 축
은 전승축과 개성축, 제의축과 놀이축이다. 전승축은 무당이 함부로 變改시킬 수
없는 영역으로 무당이 무가 사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신아버지나 신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은 내용이다. 개성축은 무당 자신이 임의로 변개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무
가 사설의 변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의축은 굿판 본래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굿판이라고 하면 본래의 목적이 있기 마련이고 그 목
적에 충실한 것이 제의축이다. 놀이축은 굿판의 분위기에 따라서 무가에 변이가 일
어나는 것으로서, 굿판의 분위기가 흥겨웁거나 참가한 사람들이 흥겨운 분위기를
보여 주면 무가 사설이 길어질 수도 있다. 반면에 분위기가 가라앉은 굿판이라면
무당은 자신이 알고 있는 무가 사설을 縮約하여 구송할 수 있다. 제의축이 무가를
제약하는 것이라면 놀이축은 무가를 자유롭게 확장시킬 수 있는 축이라고 할 수 있
다.굿판을 놀이로 볼 것인가 제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논리도 결국은 놀이축을 강조한 것이냐 제의축을 강조한 것이냐
를 고찰하는 것이다.
중서부지역 무가권의 바리공주를 보게 되면 개성축보다는 전승축이, 놀이축보다
는 제의축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무당이 사사로이 무
가 사설에 개입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미리 정해져 있는 무가 사설을 모두 구송
함으로서 놀이축보다는 제의축이 강조된다.이러한 제의축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승
에서의 공덕을 강조하고, 저승에 가는 배들의 행렬을 자세하게 구송하여서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따라서 중서부 지역 무가권 바리공주 사
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중서부지역 무가권 사설의 특징]개성축보다는 전승축이, 놀이축보다는 제의축
이 강조된다. 굿판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바리공주가 구송된다.

15) 이 네 개의 축에 대해서는 이미 글쓴이가 한 번 다룬 바가 있다. 또한 뒷장에서 이 네 개의 축
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 질 것이다. 洪泰漢,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연행원리 연구,” 민속문학과
전통문화, 박이정,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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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도 지역 巫歌圈 바리공주의 特徵
전라도 지역의 무가권은 앞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공통된 어떤 특질이 발견되
는 무가권은 아니다.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무가권으로서 기본적인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1)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한다.
2) 바리공주 부모가 연이어 딸을 낳는다.
3) 아들을 얻기 위해 공을 드린다.
4) 바리공주 낳기 전 태몽을 얻는다.
5) 일곱번째도 공주를 낳는다.
6) 바리공주가 버림을 받는다.
7) 바리공주 부모가 병에 걸린다.
8) 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임을 알게 된다.
9) 바리공주가 부모를 만난다.
10) 여섯 딸에게 부탁하나 모두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11) 바리공주가 약수물을 가지러 여장을 한 채 길을 떠난다.
12) 바리공주는 약수 지키는 이를 만난다.
13) 바리공주는 약수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행한다.
14) 바리공주는 시간이 늦어서 벌써 상여가 나온다는 말을 듣는다.
15)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다.
16) 바리공주가 부모 살린 공을 받는다.
17) 바리공주 외 다른 사람들도 공덕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바리공주 단락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세
부적인 描寫를 살펴 보면 그렇지가 않다. 우선 전라도 무가권 무가 사설의 특징은
내용 전달에 치중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른 무가권에서는 張皇하게 설명이 이
루어질 것이 전라도지역 무가권에서는 한 두 줄 정도로만 설명이 이루어진다.
순산을 하되 또 딸 애기를 순산하였구나
세차도 공주요
네차도 공주요
다섯차도 공주요
여섯차도 공주를 낳았소이다16)
16) <고흥 오복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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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명료하게 연이어 딸을 낳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다. 단락 전개에 있어서 기
본적인 내용만 전달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표현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17) 바리
공주를 버리고 있는 부분에서도 다른 무가권에서는 버리는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緻密한데 비하여 전라도 무가권의 바리공주는 묘사가 치밀하지 못하다. 또
한 바리공주를 버리는 횟수면에서도 다른 무가권 바리공주가 대개 2-3회 버리는
데 비하여 전라도 지역 무가권 바리공주는 한 차례 버림을 받고 있다. 바리공주를
버릴 때에도 중서부지역에서는 옥함에 넣어 버리기 때문에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하
고 있는 반면에, 전라도지역에서는 옥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 중서부지역에서는 옥함에 넣어 버려진 공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經을 외워서 함을 열고 있는 장면이 있지만 전라도 지역에서는 옥함이 나
타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 경을 외우는 등의 사건이 있을 소지가 없는 것이다.
경상도 동해안 지역본에서는 바리공주가 약수를 구하러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서 사건의 복합성을 드러내지만 전라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짧은 분
량으로 바리공주가 약수를 구하러 가는 路程이 제시된다.
대문 밖에 썩 나서니
즈그 여섯 형네들은 화초밭에 늘어 앉아
웃거니 딧거니 비수를 주는구나
그때에 버르댁이는 하날에서 내준 설천지 효녀라
그런 말은 돌아 본 체도 아니 하고 대문 밖에 썩 나서서
한 모랭이를 돌아가니 산신들이 나오더니
산값 갖고 왔느냐 물 값 갖고 왔느냐 질값 갖고 왔느냐
산값 물값 질값을 두고도 아니 받는 줄 알고 시니 삼고 왔습니다
산 값 삼 년 물 값 삼 년 질 값 삼년
석 삼년 아홉해를 살고 가그라
버르댁이는 빈 무릉지지 집이라 정든 부모 뉘여 놓고
산 값 삼년 물 값 삼 년 질 값 삼년
석 삼년 아홉해를 삼스로 품마다 낳는 것이
아들 구형제를 나였구나
하로는 버르댁이가 화초밭에 구경을 하노라니
자그막한 아그 도령이 썩 나서서

17) 이러한 전라도 지역 무가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석환은 전라도 지역 바리공주를 축약형이라고 처
리했다. 장석환, “바리공주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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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얼척없네 우리나라 왕이 죽어 호상을 하는디
버르댁이는 약물 질르러 간다더니 죽었는가 살았는가
돌아오지도 아니 하니 하고서 노래를 부르니
그때에 버르댁이는 여보시요 아그 도령
그 노래 한 자리만 더 불러보시요
나는 하루에 한번씩 빽기는 못 부른 노랩니다
하고서 간데가 없구나
그때에 버르댁이는 천방지축 건너와서
산신도령 어느 것이 약물이요
이제까장 살었어도 약물도 몰랐는가18)

바리공주가 대문 밖을 나서서 약수를 구해오는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서사단락
을 포함하고 있지만 분량으로 보면 개별 서사단락이 한 두 줄의 구송에 그쳐서 단
순히 내용전달에만 그친 감이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구송되고 있는 무가 사설에는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이 개입할 소지가 없을 뿐더러 무가를 구송하는 무당 또한 개
입할 소지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바리공주를 버렸던 부모가 다시 바리공주를 데려온다는 서사단락과,
바리공주가 처음에는 약수물 구하러 가기를 거절한다는 서사단락이 존재한다는 것
은 미리 무당이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서 굿판에 참가한 사
람들은 이 서사단락이 존재함으로 인해 바리공주의 내용 전개에 개입할 소지가 없
다. 바리공주를 버리는 서사단락을 들을 때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 번 쯤 생각
해 보았을 바리공주를 다시 데려다 길렀으면 하는 내용을 미리 구송함으로써 굿판
에 참가한 사람들의 간섭을 미리 배제한다. 또한 바리공주가 약수물 구하러 가는
것을 거절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구송하기 때문에 굿판에 참
가한 사람들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4개의 축에 견주어서 보게 되면 전라도지역 무가권의 무가 사설
은 전승축의 강세 속에 개성축은 전혀 나타날 수가 없다. 또한 제의축이나 놀이축
도 나타날 수가 없고 단순히 사건 전달에만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전라도지역무가권
의 무가 사설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전라도 지역 무가권 사설 특징] 전승축을 중심으로 구송되며 제의축이나 놀이
18) <신안 김안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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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나타날 소지가 없고 분량이 상대적으로 짧다.

3. 동해안․경상도지역 巫歌圈 바리공주의 特徵
동해안․경상도지역의 무가권은 바리공주 중에서 가장 흥미 있는 무가권이다. 분
량도 長篇일 뿐 만 아니라 내용도 풍부하여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흥미감을 고
조시키고 있다. 동해안․경상도지역의 무가권의 기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한다.
2) 바리공주 부모가 연이어 딸을 낳는다.
3) 아들을 얻기 위해 공을 드린다.
4) 바리공주가 낳기 전 태몽을 얻는다.
5) 일곱번째도 공주를 낳는다.
6) 바리공주가 버림을 받는다.
7) 구조자가 버려진 곳에서 공주를 구해낸다.
8) 양육자가 공주를 키워준다.
9) 바리공주가 주위의 도움으로 글공부를 하며 성장한다.
10) 바리공주 부모가 병에 걸린다.
11) 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임을 알게 된다.
12) 바리공주가 부모를 만난다.
13) 여섯 딸에게 부탁하나 모두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14) 바리공주가 약수물을 가지러 길을 떠난다.
15) 바리공주는 원조자를 만나 강을 건너거나 길 안내를 받는다.
16) 바리공주는 도중에 두 가지 이상의 과업을 해결한다.
17) 바리공주는 약수 지키는 이를 만난다.
18) 바리공주는 여자임을 감추려 하나 결국 여자임이 탄로 난다.
19) 바리공주는 약수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행한다.
20) 바리공주가 약수탕을 다녀온다.
21) 바리공주는 약수탕을 다녀 오는 도중에 도움을 받는다.
22) 바리공주는 언니들의 방해를 물리친다.
23)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다.
24) 바리공주가 부모 살린 공을 받는다.
25) 바리공주 외 다른 사람들도 공덕을 인정받는다.

이러한 동해안․경상도 지역의 무가권 사설 특징으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揷入歌謠의 빈번한 사용이다. 전라도지역 무가권이나, 중서부지역무가권, 북한 지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形成과 展開

407

역 무가권에서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는 삽입가요가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경상도 내륙 지역보다는 동해안 지역의 무가가 揷入歌謠의 사용이 頻繁하다. 삽입
가요가 사용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리공주 이본명

삽입가요 구송 부분

영일 김석출본

바리공주가 약수 구하러 가는 도중
약수 구해 오다가 농부 만날 때
바리공주 부모가 손자 만났을 때

용상가
농부가
사랑가

동래 김경남본

약수 구해오다가 농부 만날 때
바리공주 부모 죽어 상여나갈 때

농부가
만가

영일 김복순본

바리공주 어머니가 공주 만났을 때
서역에 약수 구하러 가는 도중
약수탕으로 들어가는 도중
바리공주 아버지 죽어 상여 나갈 때
바리공주 부모가 손자 만났을 때

사랑가
염불가, 고개타령
사십팔원염불타령
만가
사랑가

약수 구하러 가는 도중
약수 구해 오다가
바리공주 아버지 죽어 상여 나갈 때
바리공주 부모가 손자 만났을 때
마지막 마무리 부분

사십팔원경, 방아타령
중타령, 다라니경
고개타령, 꽃타령
만가
사랑가
지화자타령

양양 지경숙본

약수 구하러 가는 도중
약수탕 가는 도중
약수 구해오다가 농부 만났을 때
바리공주 방해하는 사람 물리칠 때

방아타령
고개타령
농부가
진언경

강릉 송명희본

바리공주 부모가 첫 딸 얻고서
바리공주 부모가 스님 만날 때
바리공주 버리러 갈 때
바리공주가 약수물 기를 때
바리공주 아버지 죽어 상여 나갈 때
바리공주 부모가 손자 만났을 때

사랑가
중타령
고개타령
염불공덕경
만가
사랑가

속초 탁순동본

바리공주 부모가 손자 만났을 때

사랑가

명주 신석남본

삽입가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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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삽입가요의 빈번한 사용은 굿판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준다.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은 무당이 신명나게 목청껏 부르는 삽입가요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흥
을 돋굴 수 있으며, 굿판 전체의 분위기를 제의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놀이적인
측면을 강화시킨다. 삽입가요의 대부분이 내용전개와는 무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바리공주가 口誦되는 현장의 분위기를 돋구는 구실만을 할 뿐이다. 중서부지역 무
가권, 전라도지역 무가권에서는 한 두 줄로 구송될 내용이 삽입가요의 사용으로 말
미암아 내용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19)
둘째로는 무가를 구송하는 과정에서 노래와 대사의 明確한 구분이다. 중서부지
역 무가권에서 무당이 바리공주를 구송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북이나 장고의 반
주에 맞추어서 노래조로 구송한다. 북이나 장고를 助巫가 쳐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
부분의 경우는 무당 자신이 장단을 치며 구송한다. 그러나 동해안․경상도지역 무
가권에서는 양상이 다르다. ‘양중’20)이라고 불리는 악사가 옆에서 장단을 쳐주고 있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악사들이 판소리의 추임새와 유사한 곁소리를 넣어주기도
한다. 이는 동해안․경상도지역 무가권이 다른 지역 무가권에 비해 무당과 악사의
역할이 세분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노래와
대사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동해안․경상도지역 무가권의 바리공주가 판소리와 매
우 흡사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비록 판소리처럼 다양한 곡조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
나 판소리의 아니리와 창처럼 노래와 대사의 명확한 구별을 보여준다. 이렇게 대사
와 노래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은 굿판의 분위기를 굿을 받는 신이 아닌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맞춘다는 의미이다. 시종여일하게 노래조로 바리공주가 구송될
때와는 다르게 대사와 노래가 구분됨으로써 굿판에 참가한 청중들은 바리공주에 더
욱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래와 대사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동해안․경상도지역 무가권의 바리공
주가 연희적인 성격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21)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말들을 무
19) 고개를 넘어갈 때 부르는 고개타령, 방아를 찧을 때 부르는 방아타령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고개를 넘어간다라고 구송하면 될 내용을 여러 가지 고개의 종류를 내세워서 장황하게
구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개타령을 듣는 청중들도 열광적이라고 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 男巫나 才人을 가리키는 말이다.
21) 동해안지역권 바리공주의 성격을 연극으로 규정하며 연행현장의 대중적 성격이 크게 부각될 수밖
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열규, “민담을 보는 다양한 눈”, 민담학개론, 서울:일조각, 1982,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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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들이 노래가 아닌 대사로 구송할 때는 무당이 마치 등장인물인 것처럼 목소리를
바꾸어서 구송하기도 한다. 노래로 구송할 때는 굿판의 분위기를 휘어 잡아 청중들
을 노래 가락에 빠져들게 만든다. 이렇게 연희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굿판의
중심축이 제의축이 아닌 놀이축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22)
세 번째 특징으로는 바리공주의 구송과 함께 양중이나 청중의 간섭이 용이하다
는 것을 들 수 있다. 중서부지역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무당들은 바리공주 구송에
일체 간섭할 수가 없다. 그들은 바리공주 구송을 옆에서 조용히 들으며 구송에 暗
22) 이러한 놀이축의 확대는 심청굿과 심청전과의 관련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심청굿 무가가 구송
되는 지역은 우리나라 무당들 중에서 동해안 지역의 무당들 뿐이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흥미를
불어넣기 위하여 널리 알려진 고소설 심청전을 차용하여 굿판에서 구송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까지 채록된 심청굿 무가는 다음과 같다.
① 신동익 채록 이금옥본 : 한국민속학｝4, 민속학회, 1971
② 최길성 채록 이금옥본 : 영동지역 무악 및 구포 호랑이굿, 문화재관리국, 1971
③ 김태곤 채록 변연호본 : 한국무가집｝1, 집문당, 1971
④ 최정여․서대석 채록 김복순본 : 동해안무가, 형설출판사, 1974
⑤ 심우성 채록 김석출본 : 마당굿연희본｝1, 깊은샘, 1980
⑥ 조동일․임재해 채록 이금옥본 : 한국구비문학대계｝7-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⑦ 박경신 채록 이금옥본 : 동해안별신굿무가, 국학자료원, 1995
심청굿 무가를 구송한 무당들은 모두 동해안 지역에서 무업을 행하는 무당들로서 한 집안이라
고 볼 수 있다. 구송한 사람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최길성, 한국무속지1, pp.142-157 참
조.
김성수

김호출

이선옥

이금옥 변난순

김석출(김경남)
김복순(김영희)

제갈성도
김복순
(김영희)

박아기
제갈태오

△
송동숙

변연호
송명희

심청굿 무가와 심청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설이 분분하다. 무가 심청굿이 심청가의 영
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는 주장과 심청굿과 심청가는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이 양립되어 있어서
정설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바리공주를 구송하는 동해안 지역의 무당들을 고려하면 판소
리 심청가의 영향을 받아서 심청굿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이는 바리공주
의 형성과정을 다루는 뒷장에서 다시 언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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黙的으로 협조하며, 이에 따라 바리공주 무가 구송은 제의성을 유지한 채 끝날 수
가 있다. 그러나 동해안․경상도 지역에서는 사정이 그렇지가 않다. 양중이나 청중
들은 얼마든지 바리공주 구송에 介入할 수가 있다. 양중이나 聽衆들이 介入한 사
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구 대비마마여 공주를 탄생했나이다.
그 말을 들더니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또 넘어간다.
(이때 반주자가 [뱃속에 보지만 들었나부다]라고 말한다. 관중들 웃음)
여섯째딸이 들어오디마는 어무이요 아다시피 내 시집 갔는 제가 막내이 딸이라 하는
말이 내 시집갔는 지가 꼭 석달째 안 나능교. 우리 신랑 내 얼굴이라도 못 보면 일시라
도 못 보면 죽을락하고 나는 신랑에 얼굴을 세상에 일시라도 못 보면 환장을 하는데 내
사랑에 미처 가지고 못 가겠심더.
(남편이 [그런 놈의 가신아가 어딧노]한다.관중들 웃음 [그놈의 가신아 씹두덩을 차
버릴라]하자 관중들 다시 크게 웃는다.말을 받아 [에그 거 누집 사운동 조동이 못됐다.
사람은 좋구남 고 입이 못 됐다.]
둥글 안에 옥녀씨들은 청띠나 띠여 곱기나 하고
둥글 둥글 드리 둥둥 둥둥.
(관중들 “잘한다.” “좋다.”하는 함성을 지른다.무녀는 춤을 추며 도느라고 무가가 잠
시 중단된다.)
며느리 며느리 좋다고 해도
우리 아들 없는 며느리 어디 있노.
(이 때 반주자가 일어나서 잠시 농담을 무녀와 주고 받는다)23)

바리공주의 제의축을 강조하기 보다는 놀이축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들이다. 특히
욕설에 가까운 말이 사용되고 있어도 용납되고 있다는 것은 굿판을 신성하다는 의
미보다는 놀이판이라고 무당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놀이축을 강조하는 것은
바리공주가 약수를 구하러 가는 노정기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다른 지역 무가권의
路程記와 동해안․경상도지역 무가권의 노정기를 비교해 보면 동해안 경상도 지역
노정기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동해안․경상도 지역에서는 바리공주가 서천서역
국으로 약수를 구하러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특히 바리공주가
다양한 과업들을 수행하여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에 주목된다. 지루하다고
23) <영덕 김복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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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정도로 바리공주가 과업을 해결하는 것을 장황하게 구송한다. 바리공주가 약
수를 구하러 가는 도중에 과업을 해결하는 서사단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해안
․경상도지역의 바리공주가 다른 지역의 바리공주보다 과업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다양한 樣相을 보임을 알 수 있다.
① 도중에 만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죄상을 알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길안내를 받는다.
<홍원 지금철본><함흥 이고분본>
② 빨래를 씻어 주거나, 밭을 갈아주거나, 밭을 매주는 일을 해주고 길 안내를 받는다.
<김해 강분이본><안동 송희식본><속초 탁순동본><양양 지경숙본><명주 신석남본><강
릉 송명희본><영일 김복순본><동래 김경남본><영일 김석출본>
③ 귀신을 물리친다. <고흥 오복례본>
④ 산신 용왕에게 일을 해준다. <영암 정화점본>

이러한 것은 굿판에서 무가를 듣는 청중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락성을 높
이기 위하여 간략하게 구송할 수 있는 것을 상세하게 구송하고 있다. 바리공주가
약수를 구하러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과업을 해결하는 내용을 청중들이 듣게 되면
좀더 무가 내용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놀이축을 강조하는 성격은 개별 서사단락을 설명할 때도 장황할 정도로
길게 구송하고 있는 데에도 나타난다. 몇 장면을 예로 들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바리공주 부모가 정성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부분>
고깔 위로 곁눈을 떠서 길대부인을 걷다보니 관상을 걷다 보는데
딸은 공주님은 여섯이나 무질서같이 잘 기르고 있건만
태자가 없아서 저레 걱정근심인 속에
운무 자욱하듯이 걱정이 운무가 자욱하구나
마마님은 자궁을 하야 무슨 걱정 근심이 그처럼 많습니까
길대부인이 깜짝 놀래서 네 내 가정 형편을 어이 아노
응당 필경 도사승인가가 보니
옛날에 도사스님은 등등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댁 스님은 어에 가정형편 걱정 근심을 어찌 그리 잘 압니까
예 내가 관상을 보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궁원함을 내가 연간 사십을 훨썩 넘어
인자 쉰 고개 넘겨다 볼려고 이러는데
이 원함에 내 자궁 팔자 사정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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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원함을 고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찌 하면 태자를 보겠습니까
예 태자 볼 수 있지요
우리절에 부처님전 공을 드리시오
그러면 대사는 어느 절에 계십니까
예 서천서역 사십팔봉대 비리봉에 비리암카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있는 내가 화중승올시다.
우리절의 부처님전 금불부처 도금하고 삼신당 지어서
미역천당 실어 올려 조석 미역 공양 드리고 석달 열흘 백일공 드리고
칠성불공 나한불공 드리고 미력불공 드리고 불공 드리고
제일 어렵운 게 제일 중한 게 있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절으 대웅전 대들보가 중수를 해야되는데
천년묵은 칡으 기둥을 갖다가 대들보 중수를 해주시오
가만히 생각하니 천년 묵은 칡이 나무가
옛날에는 그런 나무가 등등 있었다카지만
천년 묵은 칡이 기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옛날에 장안사 금강석왕사 장안사 시방 삼팔선만 안 막혔으면
장안사절 뒤로 한 그루가 있으니마는
시방 이북 사람들이 그 좋은 금강 장안사
옛날 성인들 귓신이 졌다캐로 과언이 아닌 그 절로
불을 질러 방화를 나가 다 태워버렸데.
불교 미신 다 소용없다고
그 장안사 가보면 지등 열두 개로 천년 묵은 기둥이
칡이가 사람 둘이 서이 서로 바쳐도 안바치는 기둥이구먼
기둥이고 대들보가 천년 묵은 칡이 기둥이라 장안사 절을 지었는데
그 절에는 칡이 기둥이 있으면 있을가
칡이기둥을 구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옛날에 왕의 명령이면 방방곡곡이 소개안해 볼 때가 없는데
그러면 그럽시라고 백미 한말 권신을 받으니
그 길로 간 데 온 데 없이 바람결에 사라지는구나
필경 도사승이구나 신하들을 불러드려서
미력치라고 유어 초도치라고 유어 소지를 전하고
삼신당 짓고 나한불공 칠성불공 온갖 불공 다드린 후에
천년묵은 칡이기둥을 귀해서 대들보를 원해 되는데
방방곳곳이 방을 써붙여 놨더니24)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形成과 展開

413

오구부인님네 허시든 말쌈이
오구시왕님네 우리도 명산대천에 가서 싱공을 드리시면
아들애기 난다 하오니 명산대천에 가서 싱공을 드리시면 어이 하오이 허시는데
오구시왕님네 허시는 말쌈이
그야 내가 알 수 있소 오구부인 정성하와 하옵소사
그날부터 오구부인님 모욕자이하고 씻긴 옷을 갈아 입고
촛불 떠서 손에 들고 허리에 등대 얹고 명산대천에 가서 승공을 드리신디25)

<동래 김경남본>에서는 시주 온 스님을 만나 정성을 드리기로 하는 부분이 詳細
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고흥 한이엽본>에서는 簡略하게 구송되고 있어서 차
이가 난다. 이러한 것은 동해안․경상도 지역의 바리공주가 다른 지역의 바리공주
에 비해 무가 사설이 풍부하다는 의미로서 놀이축을 강조했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
진 것이다.
<바리공주를 잉태하는 태몽>
갑자 사월 파일날이 초경에 대왕님 길대부인과
초경에 잠이 들어 이경에 꿈을 꾸니
길대부인 꿈에 천상에서 꿈 하나를 얻는데
천상에서 서기가 반공터니 일개 선녀 학을 타고 허공중에 내려온다
반공중에 내리 하강하는데 길대부인이 역역히 바래보니
머리 위에 화각이요 온 몸에 채운이가
귀에 거는 월경대 옥패를 넌짓 차고 옥패소리 정녕하다
보름치레 살펴보니 은주름 놋주름 주릉주릉 댕겨차고
이 대문을 반나후 손에 찌는 옥지환 반달같은 절방머리
꾀고리 유리 비어 동박기름에 광을 올려 비눌개 넙적하고
갑사댕기 서광 물려 끔막 물려 잡아매고
활을 타고구름 속에 왕래한다
매화가지 손에 들고 어간개 청느린 마당에
아장아장 걸어내려 오는 모양이 천연하다
동해용왕이 해금으로 들어눕고 천연한 월궁향화
달속으로 들어오는 듯
길대부인이 마음이 어슬하야 갈 바를 모르더니
조상에다길대부인 앞에 어련히 와서 나죽이 재배를 하고
24) <동래 김경남본>
25) <고흥 한이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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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직한 목소리를 저경에 아뢰오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상에 서왕모의 딸일러니
반도질석 나가도 동방석을 잠깐 만내
계수나무 밑에서 잠시 수작하다가 시간이 잠시 어기어서
옥황상제님네 적지하고 인간을 정배하야 갈 바를 모르더니
비리봉 비리암절에 부처님 미륵보살님네가
귀댁으로 지시하여 이제 찾아 왔나이다 어여세 여기소서
품안에 넴큼 안기거늘 깜짝 깨니 꿈이라 남가일몽이로구나26)
갑자 사월 초파일에 오색 채우더니
옥같은 선녀 계화가지 손에 들고
오구네 내루더니 에요이여차 오데에
소녀는 하나되 서왕모 딸이로서
반포(蟠桃) 난 길에 옥진빕에 잠깐 만나
잠시 수작 하옵다가 해감 조금 머기여서(어두워서)
갈 바를 몰랐더니
석불보살 미륵보살님께 태기를 지시커니
딸이라 생각말고 기엽기 여기소서
품안으로 달려드니
꿈을 깨어 몽사를 의논허니 남가일몽이로구나 에-27)

선녀가 달려드는 胎夢은 내용이 동일하지만 꿈의 내용 설명에 있어서는 동해안
․경상도지역의 무가가 더욱 풍부하다. 이렇게 내용이 길어진다는 것은 듣는 사람
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장치로서 굿판에서의 흥겨움을 높여준다. 동해안․경상도 지
역 무가권의 무가 사설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동해안․경상도지역 무가권 사설 특징] 삽입가요의 사용, 노래와 대사의 구분,
악사 및 청중의 개입, 상세한 묘사와 설명 등으로 제의축보다는 놀이축을 강조하
며 전승축과 개성축이 모두 작용한다.

4. 북한지역 巫歌圈 바리공주의 特徵
북한지역 무가권 사설은 바리공주 중에서 가장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26) <동래 김경남본>
27) <고흥 박순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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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북한지역의 무가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리공주의 부모가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을 온다.
2) 혼인 후에 자식을 얻기 위해 문복을 한다.
3)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한다.
4) 바리공주 부모가 자식을 부러워 한다.
5) 바리공주 부모가 연이어 딸을 낳는다.
6) 아들을 낳기 위해 공을 드린다.
7) 일곱번째도 공주를 낳는다.
8) 바리공주가 버림을 받는다.
9) 바리공주를 수궁용왕 큰댁이 나타나 구해준다.
10) 바리공주를 수궁용왕 큰댁이나 부인이 양육한다.
11) 바리공주 양육자가 거짓으로 공주를 해산했다며 키우다 거짓이 밝혀진다.
12) 바리공주 부모가 병에 걸린다.
13) 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임을 알게 된다.
14) 바리공주가 부모를 만난다.
15) 여섯 딸에게 부탁하나 모두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16) 바리공주가 약수물을 가지러 길을 떠난다.
17) 바리공주는 도중에 만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죄상을 알아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18) 바리공주는 약수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행한다.
19) 바리공주는 시간이 늦어서 벌써 상여가 나온다는 말을 듣는다.
20)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다.
21) 바리공주가 죽는다.

이상의 북한지역 무가권 사설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우선 結末 부분의 特異性
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리공주가 결말 부분에서 죽는다는 것이 특이하다. 전
라도지역 무가권, 경상도 동해안지역 무가권, 중서부지역 무가권에서는 결말 부분
에 대부분이 바리공주가 신으로 坐定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지역
무가권에서는 바리공주의 죽음으로 무가 구송이 끝나고 있다. 이러한 결말 부분의
특이성은 북한지역 무가권이 바리공주가 신으로 좌정했다는 신의 一代記를 다룬 무
가 본연의 모습과 매우 다르다는 의미이다.
또한 버림을 받은 바리공주가 養育者에게 구출을 받아 양육을 받는 것에서 차이
를 보인다. 바리공주의 일대기에서 바리공주가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은 고난에 처한
주인공의 모습을 형상화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지역본에서는 버림을 받은
바리공주가 고난에 처하기 보다는 자식을 기다리고 있던 용왕 부인에게 발견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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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대접을 받고 있어 특이하다. 이러한 것은 바리공주 본래의 구조에는 어그러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바리공주가 후반부에 와서 부모를 상봉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해결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英雄의 一代記 구조를 가진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바리공주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성격이 강화되어야 한다. 바리공주는 주어
진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함으로서 무조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지역에서는 바리공주에게 주어진 고난의 성격이 약하다고 밖에볼
수 없다.
바리공주의 부모가 천상에서 지상으로 귀양을 온다는 謫降話素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이는 바리공주의 신분을 미리 암시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긴장감
을 떨어트리고 있다. 또한 謫降話素는 후반부에 와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
지 않아서 서사단락으로의 성격이 매우 약하다. 북한지역 무가권 사설의 특징은 다
음과 같이 정리된다.
[북한지역 무가권 사설의 특징] 신의 일대기로서의 성격이 가장 약하고 결말 부
분에서도 특이성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무가권별 사설의 특징으로 보건대 북한지역 무가권이 바리
공주의 變異形으로, 동해안․경상도 지역 무가권이 擴張形으로 볼 수 있다. 전라도
지역과 중서부지역의 무가권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
다. 전라도지역을 기본형으로 본다면 중서부지역은 제의성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서부지역을 기본형으로 본다면 전라도지역이 縮約形이 될 수 있다.28)
무가 사설의 특성을 고려해 보건대 전라도 지역의 무가권이 바리공주무가의 기
본형으로 보인다.29) 전라도지역 무가권을 바탕으로 하여서 제의축이 강조된 것이
중서부지역 무가권이고, 놀이축이 강조된 것이 동해안․경상도지역 무가권이다. 북
한지역 무가권은 변이형으로 보인다.

28) 장석환은 전라도지역을 축약형으로 중서부지역을 기본형으로 보고 있다.
29) 전라도지역을 기본형으로 본다는 것은 다음 장에서 상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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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바리공주의 形成과 展開
바리공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는 상당히 논구하기 어려운 부분
이다. 이는 자료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른 시기의 무가의 모습이 어떠했는
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현재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무속을 천시하는 지배층은 무속
에 대한 기록을 등한시하여 단편적인 기록만이 몇 편 발견될 따름이다. 따라서 바
리공주의 초창기 형성은 서사문학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흐름을 밟았다고 추정
할 수밖에 없다. 바리공주의 형성과정을 논구하는 것은 추론적인 성격이 강하며 이
는 자료의 발굴과 함께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1. 바리공주의 形成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찰해보면 上古時代는 祭政一致의 사회였다. 建國敍事詩가
口誦되고 있었으며 무당들의 권력이 지금보다도 막강했었다.三國史記의 다음 기
록은 국가의 일에 무당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차차웅은 혹은 자충이라고도 한다. 김대문이 이르되 방언에 무를 의미한 말이니 세
인은 무당이 귀신을 위하고 제사를 숭상한다는 까닭으로 외경하여 마침내 존장자를 자
충이라 하였다 한다.30)
구월에 왕이 편치 못하자 무당이 말하기를 탁리와 사비가 준 병환이라 하였다. 왕이
무당을 시켜 사과케 하니 병환이 곧 나았다.31)

이러한 기록들은 무당들이 상당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
다. 國家 大事에까지 무당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민간의 여러 가지 일에도
무당들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죽음에 무당이 관여하리라는 것은 自明한 일이다. 기록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상고시대부터 무당들이 죽음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많아지
고, 죽음에 관여한다는 것은 곧 죽은이의 영혼이 저승에서는 ‘좋은곳’으로 가기를
30) 이병주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83, 권제1 南解 次次雄 條. “次次雄 或云 慈充 金大問
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 尙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子 謂慈充.”
31) 이병주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83, 권제13 琉璃明王條. “九月 王疾病 巫曰 託利斯卑爲
崇 王使謝之 卽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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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무당들이 나서서 죽은이의 靈魂을 薦度시키
는 의식을 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32) 이러한 가능성과 함께 죽은이를 천도시키
는 굿판에서 무가가 구송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이른 시기부터 죽
은이를 천도시키는 黃泉巫歌가 존재했을 것이고 이러한 황천무가는 바리공주와 성
격이 매우 닮았을 것이다.
이러한 황천무가에 두 가지 흐름이 영향을 주게 된다. 그 하나는 神母神話33)의
흐름으로 神母神話는 우리 나라 서사신화의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신모신화는 건국신화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후대에 오면서 신의 배우
자, 신의 어머니로 성격이 바뀐다. 자체 신격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조신화
에까지 신모신화가 수용되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신모신화의 전통이
바리공주에 영향을 주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여성을 신격화시키는 이러한 흐름이
바리공주의 형성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說話文學이 무가에 영향을 주어서 바리공주
에도 다양한 설화가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바리공주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바리공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가 바리
공주의 탄생과 棄兒를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는 약수를 구해와 부모를 살리는 바리
공주의 孝行談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두 부분의 바리공주는 전국에 널리 유
포되어 있는 설화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삽화가 풍부하게 수용되게 되는데 바리공주
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설화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바리공주의 출생-胎夢說話
바리공주의 시련-棄兒說話
바리공주의 약수 구해오는 孝行-孝行說話

태몽설화는 三國史記를 비롯한 많은 문헌과 구비설화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비
범한 인물이 태어날 때 비범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용되는 설화이다. 바리공주가 탄
생할 때 선녀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품에 안기는 내용은 이러한 胎夢說話를 반영

32) 이러한 죽은이를 천도시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는 독무덤(옹관총)이
다. 밀폐된 공간인 독무덤에 사람을 매장함으로써 내세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
되어 있다. 이택희, “한국신화의 공간 의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참조.
33) 신모신화에 대해서는 김준기, “신모신화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를 참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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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아설화는 고주몽 신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비록 고주몽은
알로 태어나 버림을 받고 있지만 자식을 버린다는 측면에서는 바리공주의 기아와
아주 유사하다. 이러한 기아설화의 범위를 확장할 때 바리공주와 상통하는 것이 전
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아기장수 전설>이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했다는 人倫에 가
장 어그러진 내용을 담고 있는 <아기장수 전설>은 다음과 같다.
1)
2)
3)
4)
5)

가난한 농군의 집에 아이가 태어난다.
아이는 날아다니고 말을 하는 등 이적을 행한다.
수상히 여긴 부모에게 들켜 아이는 죽음을 당한다.
아이가 죽자 용마가 나와 울다가 연못에 빠져 죽는다.
용소 용마바위 등의 지명이 남는다.34)

이러한 아기장수설화는 바리공주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바리공주가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났다는 것은 날개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장수와 동일하게 비범
하게 탄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비범하게 태어난 아기장수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바리공주와 아주 유사하다. 특히 바리공주를 버린 다
음에 바리공주의 부모들이 바리공주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바리공주를
버린 것이 간접적인 살인에 해당하여서 역시 아기장수전설과 아주 유사하다. 이러
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거나 버리는 설화의 영향을 받아서 바리공주의 棄兒 모
티프가 나타날 수가 있다.
효행설화는 한국 설화의 중요한 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서 崔雲植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35)
㉠犧牲
㉥報怨
㉪불효자 改心

㉡異蹟
㉢孝感虎
㉦寓意
㉧活親
㉫불효자 懲罰 ㉬死後의 孝

㉣危機 救出
㉨順從
㉭孝不孝

㉤버린 딸의 孝誠
㉩재혼시키는 효

이러한 다양한 孝行說話가 바리공주에 수용되어서 바리공주의 후반부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효녀자기희생형 설화는 바리공주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 바리공주가 설화의 모티프를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36) 효녀자기희생형 설화는
34) 성기열, 한국구비문학대계｝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42-43.
35) 최운식, 심청전연구, 집문당, 1982, pp.1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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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녀가 자기몸을 희생하니 기적이 일어나 효도가 되었다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 널리 알려진 三國史記의 <孝女 知恩 說話>가 여기에 속한다.
무당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천도시키는 굿을 주재하는 과정에서 황천무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기본적인 황천무가가 형성된다. 초창기 황천무가의
성격은 아마도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잘 가라는 내용 정도였을 것이다. 여기에 널
리 퍼진 설화가 수용되어서 바리공주의 기본적인 모습이 형성되어 천도굿에서 불려
지게 되는 것이다.

2. 바리공주의 展開
公主라는 명칭은 일반 민중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니다. 바리공주
라고 호칭하며 공주복을 입고서 굿판을 벌인다는 것은 쉽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초창기의 바리공주는 공주라는 명칭보다는 다른 명칭이 사용되었
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바리공주 보다도 더 많이 알려진 이름인 바리데기라는 명칭
이 초창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바리공주에 등장하는 인물
들이 공주라고 분명하게 명시되는 무가보다는 공주라는 명칭이 명시되지 않는 무가
가 선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각각의 무가권을 살펴보게 되면 공주라는 명칭이 불명확하게 사용된 지역은 전
라도지역 무가권이다. 전라도지역 무가권에서는 공주라는 명칭이 명확하게 사용되
지않는 경우가 많아서 전라도지역의 바리공주가 다른 지역의 바리공주에 비해서는
이른 시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른 지역의 바리공주
가 일대기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말 부분에 오게 되면 바리공주가 무신으로 좌정
하고 있지만 전라도지역 무가권 결말 부분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전라도지
역 바리공주의 결말 부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① 혼인을 하여 자식을 낳는다. <보성 김행연본><보성 김막례본>
② 바리공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보성 김고분본-아들들은 벼슬을 한다><광양 이
애순본><광주 김주본><해남 주평단본>
③ 효부 열녀가 된다. <부안 박소녀본>

36) 최운식, 앞의책, pp.133-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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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역에서 바리공주가 신으로 좌정하여 죽은 사람들을 저승으로 인도하
고 있지만 전라도지역에서는 바리공주가 신으로 좌정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
다. 바리공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약수를 구해온 바리공주가 어떻게 되었는
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가장 세속적인 느낌을 주는 孝婦․烈女가
된다거나 婚姻하여 자식을 낳는다는 식으로 결말 부분이 무가라고 하기에는 엉성한
느낌을 줄 정도이다. 이렇게 전라도지역무가 중에 온전한 바리공주의 일대기가 구
송되지 않는 각편이 있다는 것은 무가의 성격을 고려할 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무가가 신의 일대기를 다룬 노래라고 본다면 결말 부분에서 신으로 坐定하는 내용
이 포함되는 것이 무가의 성격에 적합하다. 그러나 전라도지역의 바리공주의 이러
한 성격은 전라도지역 바리공주가 아직 정형성을 획득하지 못한 무가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바리공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 하나는 제의축
이 강조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 다른 하나는 놀이축이 강조되는 쪽으로 발전
해 나간다. 제의축이 강조되는 것은 중서부지역 무가권으로의 발전이고, 놀이축이
강조되는 것은 경상도․동해안지역 무가권으로 발전을 의미한다.
중서부지역의 무가권에서 제의축이 강조되는 것은 무당과 굿판이 宮闕과 관련을
가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를 국시로 삼고 불교를 배척하게 되
는데 이와 함께 무속 또한 惑世誣民으로 몰려서 排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입장이었을 뿐 궁궐에서도 무당을 불러들이고 무속에 의지하고 있음을 다
음의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 한 때 병상에 누웠는데 나인들이 무녀의 말에 유혹되어 성균관 앞에서 기도
를 드리고 있을 때 유생들이 무녀의 무리들을 쫓아 버렸다. 중사가 크게 화를 내어 그
까닭을 상왕께 아뢰니 세종은 짐이 이 말을 들으니 짐의 병이 쾌유한 것 같다고 했
다.37)
선조 8년에 인순황후가 병상에 들자 요사스러운 무당이 금중에 드나들면서 약은 쓰
지 않고 기도와 환혹만을 일삼다가 드디어 대고를 당하게 되었다.38)
고종 때 두 무녀가 있었는데 이가와 윤가였다. 이들은 자칭 관성제군이라는 신이 자
신들에 내려있다며 진령군, 현령군이라고 서로 불렀다. 이들은 궁궐에 드나들면서 함부
37) 燃藜室記述｝제3권 세종조 고사본말.
38) 文獻備考․이능화, 조선무속고, 동문선, 1991, p.6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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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권력을 휘둘렀으며 그들의 소맷 속에서 방백 수재가 많이 나왔다. 이들의 뒤에 또
수련이란 여자 무당이 나타나 궁궐을 드나들며 재복을 빌었으며그들을 모두 고관이라
했다.39)
운현궁에서 노들 새남을 놀았고 민비에게도 무당이 다니기도 했다.40)

이외에도 나라에서 祈雨祭를 지내기 위해 무당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에 보이고 있으며, 成宗朝에 星宿廳에 나라 무당을 두었다는 기록도 있어서 궁궐
에서 무속을 상당히 숭배했음을 알 수 있다.
궁궐에서 굿판이 벌어진다면 굿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주로 왕족이나 궁녀들이
었을 것이다. 따라서 무당들은 자신들이 굿을 행하는 과정에서 참가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것이며, 그것은 놀이축을 확대하여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보다는 제의축을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엄숙함을 부여하려는
방향을 택했을 것이다. 바리공주는 엄숙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사설이 확장되고 내
용이 늘어나게 되어도 놀이적인 면이 강조되기 보다는 제의적인 면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의적인 면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나라의 용인을 얻어서 굿판이 화려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주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을 것이며, 바리공주의 등장인물, 무대가
모두 궁궐로 바뀌게 된다. 그리하여 전라도지역에서 바리데기라고 불리던 주인공은
중서부지역에 확장되면서 궁궐과의 接觸으로 인해 바리공주라는 명칭을 얻게 되고
지금 현재 굿판에서 무당들이 입을 수 있는 공주복 곤룡포를 굿판에서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궁궐과 무속과의 관련성 중에서 특히 바리공주가 상당히 愛用되
었음은 바리공주에 여러 가지 유파가 존재했다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리공주에는 유파가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선희궁제, 구파발
제, 노들제, 각심말제, 되됨이제 등이다. 이 중 궁궐에서 불려지던 바리공주는 선희
궁제이다. 여기에서 제의 이름을 선희궁이라고 불리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구
파발제, 노들제, 각심말제, 되됨이제가 모두 무당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무속일을
가르치고 배우던 지역임을 감안하면 선희궁 또한 무당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지역이었을 것이다.
39) 이능화, 앞의 책, p.71, 요약.
40) 서울새남굿보존회, 서울새남굿신가집, 문덕사, 1996에 조흥윤이 쓴 서문.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形成과 展開

423

선희궁은 悲運의 世子인 思悼世子의 生母 暎嬪 李氏의 神主를 奉安한 祠堂이
다.41)

비운의 세자 사도세자와의 관련성에서 바리공주가 선희궁에서 불리어 졌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쩌면 正祖가 즉위한 후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
하는 방법으로 수원에 장조(사도세자)의 능을 받든 것과 함께 자신의 친할머니 신
위를 모신 선희궁에서 사도세자 천도굿을 벌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때 바리공주
가 불려지면서 궁궐의 대표적인 제의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선희
궁제가 궁궐 밖으로 유포된 것이 구파발제, 노들제, 각심말제, 되됨이제로 모두 선
희궁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바리공주 내용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세부적인 묘사나 어조에서만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42)
이렇게 전라도에서 기본적인 모습을 형성했던 바리공주는 중서부지역에서 궁궐
과 접촉함으로 인해 비로소 바리공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주라는
명칭은 일반 민중들에게는 호기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주
라는 명칭이 확산되어 무가에 수용된다. 그러나 전라도지역에서는 바리공주의 구조
가 아직 기본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공주라는 명칭과 바리데기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의축이 강조된 쪽으로 발전한 것이 중서부지역의
바리공주임에 비해 놀이축이 강조된 것은 동해안․경상도지역의 바리공주이다. 앞
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해안․경상도 지역의 바리공주는 제의적인 측면보다는 오락
적인 측면이 강한 몇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다. 노래와 말이 구분되어 있어서 굿판
에 참가한 사람들을 쉽게 휘어 잡을 수 있다는 것과 삽입가요를 사용함으로 인해
굿판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으며, 세부적인 묘사의 치밀성으로 인해 굿판을 더
욱 풍부하게 한다. 또한 다양한 揷話들을 수용함으로써 듣는이들에게 긴장감을 주
거나 듣는이들의 흥미를 끌어들일 수가 있다. 특히 심청굿과 같은 巫歌를 구송하고
있어서 놀이적인 측면을 더더욱 강하게 보여준다.
41)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324.
42) 1996년 8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기우정사에서 조사. 제보자:장성만(남,49)씨.
“원래 바리공주 무가는 궁궐에서 구송되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바리공주 무가의 유파를
선희궁제라고 했다. 그러다가 이것이 궁궐 밖으로 유포됨에 따라 구파발제,노들제,되됨이제,각심
말제로 갈라졌다. 각 제는 바리공주 무가의 기본 줄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묘사와 어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선희궁제는 주로 궁중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
고 노들제와 구파발제는 민간의 언어가 많이 녹아들어 사용되었다. 지금은 이러한 제의 구분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주로 노들제가 가장 널리 퍼져 있다. 지방에서 구송되고 있는 바리데기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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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축이 동해안․경상도지역 바리공주에 발전하게 된 데에는 판소리라는 인접
갈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바리공주의 기본형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
도지역에서 놀이축이 강한 바리공주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판소리가 발전한 지역이
라고는 볼 수 없는 동해안․경상도 지역에 놀이축이 강하고 판소리와 유사한 성격
을 가진 바리공주가 발전한 것은 판소리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라도지역에서는 서사무가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서사무가 보다 판소리가 대중들의
共感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판
소리는 처음에 12마당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12마당의 주제나 내용은 다양하
다. 이러한 다양성은 서사무가를 앞지르는 것으로 바리공주보다 대중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굿판이라는 것은 上層의 兩班文化와 접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특이한 성격의 문화이다. 이에 따라 문화의 후원자이며 문화를 리드
해가는 집단인 양반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판소리는 주제의 다양성,
표현 기교의 다양성, 사용 어휘의 多樣性으로 인해 양반 계층의 공감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서사무가보다는 판소리가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갈래가
될 수 있는 것이다.43)
두 번째 측면은 전라도지역의 무당들의 특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도 지역은
世襲巫가 중심을 이루는 지역으로 세습무는 降神體驗이 없어서 靈力이 없으며 그
래서 구체적인 신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자가의 신단이 없으며 신을 향해 일방적
인 가무로 정통굿을 주관하는 사제이다.44) 降神巫가 굿을 할 때는 신이 내려 신과
무당이 합일해서 제의형식이 일원화되는데 반해 세습무는 굿을 할 때 신을 향해 일
방적인 사제로 신과 무당이 대치된 이원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습무는 굿
43) 연행 방식의 측면에서 굿판에서 판소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어서
주목된다. 한 마당의 굿이 끝나면 산이가 나와서 소리를 하게 되는데 무녀는 그 동안 휴식을 취
하며, 산이의 소리가 끝나면 바로 다음 마당의 굿을 진행한다.이렇게 해서 끝까지 반복한다.이때
산이가 부르는 소리는 굿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청중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다.여기에서 판소리
와 무가의 구연형태를 동시에 볼 수 있다. 또한 한 판의 굿이 무가와 非무가의 결합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판소리는 이러한 연행방식을 갖는 세습무의 굿에서 자연스럽게 발
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원오, “판소리 심청가와 서사무가 바리공주 비교론”, 동리연구｝3,
동리연구회, 1996, p.285.
44)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3,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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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식절차가 강신무보다 체계화된 반면에 巫服의 숫자가 극히 적거나 거의 없는
편인데 비해 강신무는 영력을 중심으로 굿을 하기 때문에 巫服의 숫자가 많으며 매
우 화려하다. 또 무악에서도 강신무가 타악기 위주임에 비해 세습무는 타악기에 현
악기가 발달되어 있고 춤에서도 강신무가 단조로운 踏舞 중심인에 비해 세습무의
춤은 극히 예능화하여 춤이 다양하다.45) 결국 세습무는 굿판에서 굿을 행할 때 중
심이 되는 것은 자신의 예능적인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능적인 능력은 무가 사설보다는 춤과 악기를 통해 나타낸다. 따라서 무가 사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강신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굿판
에서의 무가 사설은 판소리 사설에 비해 열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세습무
들이 판소리를 배워서 판소리 광대로 자신의 직업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다. 전라도
지역에서 무당은 자신의 예능적인 기능을 춤이나 음악을 통해서 표현했다면 판소리
광대는 사설과 음악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사무가는 기본
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상도․동해안 지역에서는 판소리와 같은 갈래가 존재하지 않아서 서사
무가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사무가를 부르는 굿패들은
다양하게 자신들의 레퍼토리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레퍼토리의 확장
은 심청굿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李杜鉉에 의하면 심청굿은 판소리 심청가나 古小
說 沈淸傳이 널이 알려진 이후에 별신굿에 정착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심청굿은 19
50년대에 정착되었다고 한다.46) 또한 여러 가지 기록으로 보아 1930년대까지는
심청굿이 연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江陵 단오굿
에서 심청굿이 연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47) 이와 같이 동해안․경상도 지
역에서는 판소리가 맡아서 수행할 기능을 서사무가가 나서서 떠맡고 있다. 그래서
같은 세습무이지만 동해안에서는 사설이 발달한 무가가 굿판에서 구송될 수 있는
것이다.

45) 김태곤, 앞의 책, p.215.
46) 이두현, 한국민속학논고, 학연사, 1984, p.199.
47) 서연호, 서낭굿탈놀이, 열화당, 1991
황루시외, 강릉단오굿, 열화당, 1987. 참조.
특히 이균옥은 심청가·심청굿·심청전을 다각도로 고찰 한 후 심청굿에서 판소리 심청가가 파생
된 것이 아니라 판소리와의 관련성이 없이 고소설 심청전의 영향을 받아 심청굿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균옥, “심청굿의 형성문제”, 동리연구｝1, 동리연구회,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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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특이한 서사단락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무가권과는 구별된다. 또한 자료가 그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서 바리공주의
형성과정을 추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형성과정을 추출하기보다는 현재 전
승되고 있는 단락을 중심으로 하여서 변이형으로 취급하기로 한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리공주의 形成 및 展開過程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있다.
기본적인 천도굿






신모신화,설화

바리공주 기본형 형성

｝｝｝

｝｝｝｝｝
｝｝｝｝｝｝｝｝｝｝｝｝
｝｝｝｝｝｝｝｝｝｝｝｝｝｝｝｝
제의축 강조
놀이축 강조
바리공주 확장
바리공주 확장






궁중의 무속 수용

판소리의 영향

이러한 樣相을 각각의 巫歌圈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진다.
<基本形>

<擴張形>

전라도지역 무가권

제의축의 강조



중서부지역 무가권

놀이축의 강조



동해안․경상도
지역 무가권

<變異形>
북한지역 무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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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가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바리공주 자료에 대한 검토
가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 현장에서의 자료 채록이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
리고 바리공주 이외의 서사무가를 대상으로도 형성 및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 이론은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
다.

